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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세계적으로 목재의 수종과 원산지 속임 및 불법벌채 등 불법적으로 생산·유통되는 목재

(이하 불법목재)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Seneca Creek Associates의

2004년 보고서는 세계 목재 제품의 5∼10%가 불법벌채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영국
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적으

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법목재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파괴
로 인한 기후변화와 빈곤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목재에 대응하

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만들어왔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UNCED

에서는 불법 벌채 대응 국가책임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1998년 G8 정상회의에서는
산림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2년 APEC 회의는 불법목재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제도
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2008년도에 Lacey Act를 통해 목재

의 불법교역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였으며, 유럽연합(2013년), 호주(2014년),
인도네시아(2016년), 일본(2017년) 등 주요 국가에서도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8년 기준 15.2%로 전체 목재 수급량의 약 80% 이상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목재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
출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목재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

재의 합법성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

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목재의 불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불법목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목

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2018년 10월 1일 ‘합법목재교역촉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10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
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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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나, 최초 생산된 목재(원목)는 벌채 후 여러 단계의 가 공 과 정 을 거 쳐 다 양한

목재 제품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목재 원료에 대한 합법성을 추적하기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특히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위·변조 및 서류와 현물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목재의 합법성 입증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목재 추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목재 추적 연구는 목재의 수종 식별, 원산지와 벌채지의 판정 및 특정 목재가 생산된
개체목의 식별 등 목재의 생산·유통 과정에 연관된 계층적 수준(개체, 종, 산지)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목재의 수종식별에 관한 연구가 목재 추적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목재의 품질이 기본적으로 수종에 따라
문이다. 한편 목재를 생산하는 목본 식물 중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하여 상업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CITES)에 근거하여 거래 금지 수종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목재의 수종식별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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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수종식별을 위한 기술로써 전통적으로 목재의 조직을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해부학적으로 식별하는 현미경적 분석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목재에 포함된
DNA를 분석하여 수종을 식별하는 DNA 분석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미경 분
석의 경우 DNA 분석과 비교하여 다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목재의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해부학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목재의 수종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력이 주로 생물학적 분류 체계의 과 또는 속 수준에서 유효하다는 점에서 제약이 따른
다. 반면, DNA 분석법은 수종식별뿐만 아니라 개체수준에서의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
에 목재 추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목재로부터 DNA 분석이 가능한
고품질 DNA의 추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처럼 목재 수종식별에 활용되는 방법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일 방법에 의존
하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국내에서

목재의 현미경적 분석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여 왔으나, 목재
DNA 분석의 선결과제인 목재 DNA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침엽수 목
재를 중심으로 수종식별을 위한 DNA 분석기술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에 본 자료는 위 연
구에서 도출된 목재 DNA 추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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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DNA의 특징
목재는 세포 조직이 단단하게 목질화된 상태로서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된 신선한 조직(

예: 잎)과 비교하여 DNA 추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목재가 벌채된 이

후 건조와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DNA가 변성(degradation)되고 파
편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재 DNA는 성공적으로 추출되더라도 신선한 조직에
비하여 추출된 DNA의 양이 극히 적고, 순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러한 목재 DNA의 특성은 이후 목재 DNA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재 DNA 분석을 위하여 많은 연구자는 식물 DNA 추출 방법 중 초기 DNA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CTAB 방법에서부터 최근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컬럼 타입의 상용 DNA 추출
목재 DNA 추출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목재

추적 연구에서는 DNA 추출과정이 간단하고 빠른 상용화된 식물용 DNA 추출 키트의 사
용이 권장되고 있다. 다만, 상용화된 식물용 DNA 추출 키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잎과 같

은 신선한 조직으로부터 DNA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목재의 특성
을 고려한 부가적인 추출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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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DNA 추출 방법
본 분석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용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목재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3-1. DNA 추출 키트 및 시약의 준비
1) DNA 추출 키트
① 본 분석법에서는 상용되는 식물 DNA 추출 키트인 DNeasy Plant Mini Kit
(Qiagen 社)를 이용하였다.
* 본 분석법에서 사용된 DNA 추출 키트 이외에도 유사한 원리의 방법
(컬럼방식)이 적용되는 식물용 DNA 추출 키트의 사용이 가능하다.

2) 실험 시약 및 물품

① RNase A(100mg/ml)
* RNA 분해효소로 일반적으로 DNA 추출 키트 내에 기본 제공됨.
* DNA 추출과정에서 함께 용출되는 RNA를 분해하기 위한 효소
② Polyvinylpyrrolidone(PVP40, 평균분자량 40,000)
* DNA 추출과정에서 다당류와 페놀성 물질에 의한 DNA 품질 저하 방지
기능
③ 100% 에탄올
④ 액체질소
⑤ 얼음
⑥ 멸균수
⑦ 전기드릴 및 드릴날(2mm~6mm)
⑧ 사포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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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RNase A(RNA 분해효소)

식물용 DNA 추출 키트
(예: DNeasy Plant Mini Kit, Qiagen 社)

실험용 에탄올(100%)

그림4

사포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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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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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A 추출을 위한 목재 시료 준비
본 분석법에서는 목재 제품 중 원목을 대상으로 DNA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드릴을 이용한 목재 가루 채취
① 목재의 시료를 채취할 부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자 하는 부위의
표면을 사포를 이용하여 갈아낸 다음 멸균된 드릴 날을 이용하여 목재의 표면으로부터 목재
내부를 뚫는다.
* 사용할 드릴 날은 멸균기를 이용하여 미리 멸균된 상태로 준비한다.
* 목재 시료를 뚫는 부위는 변재와 심재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변재를 우선한다.
② 전기드릴과 드릴 날(2mm~6mm)을 이용하여 목재에 구멍을 뚫어 목재 가루를 채취한다.
* 드릴 사용 시 드릴 날이 목재를 뚫고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 드릴을 이용하여 목재에 구멍을 뚫을 때, 마찰열에 의해 목재 시료가 변성되지 않도록
구멍을 뚫기 전 드릴 날을 얼음에 넣어 보관한다.
* 얼음에 보관된 드릴은 사용 전 이물질이나 시료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70% 에탄올
로 소독한 후 실험용 와이퍼로 에탄올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 사용된 드릴을 재사용하는 경우 드릴에 묻어있는 목재 시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제수에
세척하고 얼음에 보관한다(드릴 장착 전 70% 에탄올로 소독하여 사용).
* 드릴 사용이 불가할 경우 매스나 커터 칼 등을 이용하여 목재 표면을 얇게 깎아낸다.
이때에도 메스나 커터 칼의 표면을 70% 에탄올로 소독하여 사용한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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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멸균된 드릴을 이용하여, 목재 내부를 뚫어 목재 가루를 채취한다.

그림7

드릴 날을 사용하기 전 얼음(아이스베드)에 보관한다.

드릴 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전·후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한다.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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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조직마쇄기(모델명:Tissue Lyser II, Qiagen 社)
그림9

5mm 스테인리스강 비드(Qiagen)

그림10

비드와 목재 시료를 넣은 2ml tube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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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ml 마이크로 튜브(Safe-Lock micro test tubes 라운드 형, Eppendorf 社)에
50~100mg의 목재조각(또는 목재 분말)과 5mm 스테인리스 비드(Qiagen) 1개를 넣는다.
③ 목재 표본을 얼리기 위해 5분 동안 액체질소에 담가 놓는다.
* 액체질소에 얼릴 때 마이크로 튜브 rack을 이용하여 튜브 뚜껑이 열린 상태로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한다.
* 충분히 건조된 목재의 경우 목재를 액체질소에 얼리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음.
④ 마이크로 튜브를 조직마쇄기에 장착하기 위한 Adapter rack을 사용전 최소 2시간 이상
영하 80도에 보관한다.
* 액체질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생략될 수 있음.
⑤ 액체질소로 얼린 목재 조각과 스테인리스 튜브를 넣은 마이크로 튜브를 Adapter rack에
넣는다.
⑥ 목재 시료와 비드를 넣은 2ml 튜브를 Adapter rack에 결합하고 조직마쇄기에 장착하여 30
Hertz(회/초)의 진동수로 30초 동안 갈아준다.
⑦ 미세한 목재 분말이 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한다.
rack을 사용하는 대신 grinding jar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11

대용량 시료를 마쇄하기 위한 grinding jar와 마쇄된 시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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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ssueLyserII를 사용하는 경우 대용량 시료를 마쇄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튜브와 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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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재 DNA 추출
본 분석법에서는 컬럼 타입의 DNeasy Plant Mini Kit(Qiagen 社)를 이용한 DNA 추출 과정
을 설명한다.

1)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한 DNA 추출 방법
① 목재 분말 20mg을 2ml 마이크로 튜브에 넣는다.
② 시료가 담긴 마이크로 튜브에 DNeasy Plant Mini Kit(Qiagen)에 포함된 세포용해완충액
(AP1 buffer) 500ul를 넣어준다.
* 세포용해완충액(AP1 buffer)에 침전물이 형성된 경우 골고루 녹인 후에 사용한다.
* DNA 추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olyvinylpyrrolidone(PVP)을 첨가할 수 있다
(PVP-40 권장).
* 이때, 15ml 또는 50ml 튜브 등을 이용하여 AP1 buffer와 PVP를 미리 혼합한다.
- PVP의 혼합농도는 2.5% (w/v)를 권장 (예) AP1 buffer 10ml에 PVP 250mg 첨가

그림12

그림13

세포용해완충액(AP1 buffer, Lysis buffer)

혼합물을 65℃ Waterbath에 담가둔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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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료와 AP1 buffer, PVP를 넣은 마이크로 튜브에 5ul의 RNase A를 첨가한다.
④ 1∼3번까지의 혼합액이 균질하게 혼합되도록 마이크로 튜브를 vortex 해준다.
⑤ 혼합액을 포함한 마이크로 튜브를 65℃ 항온수조(waterbath)에서 30분간 처리한다.
* 항온수조는 실험 시작 전 미리 온도를 설정한다.
* 마이크로 튜브가 잠기지 않도록 floating micro tube rack을 사용한다.
* 이때, 혼합액이 잘 섞이도록 5분 간격으로 floating micro tube rack을 위아래로 천천히
뒤집어준다(3~5회).
⑥ 65℃ 항온수조(waterbath)에서 30분간 처리 후 각 튜브에 중화완충액(AP2 buffer)
150ul를 넣어준 후 각 튜브를 위아래로 천천히 뒤집어 섞어준 다음 -20℃에서 15분간
incubation 해준다.

그림14

그림15

목재 DNA 추출 방법

중화완충액
(P3 buffer 또는 AP2 buffer, Neutralizaton buffer)

혼합액을 영하 20℃에 15분 처리한다.

그림16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20,000×g의 속도로 5분
동안 원심분리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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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번까지 완료된 마이크로 튜브를 탁상형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20,000 x g
(14,000 rpm)의 속도로 5분간 원심분리한다.
⑧ 원심분리후 상층에 분리된 상등액을 collection tube와 결합된 QIAshredder Mini Spin
Column에 넣고 20,000 x g의 속도로 2분동안 원심분리한다.
⑨ 원심분리후 QIAshredder Mini Spin Column을 통과해 나온 용액을 새로운 2ml 마이크로
튜브에 옮긴 후 컬럼을 통해 회수된 용액의 1.5배(600~700ul) 용량 만큼의 결합완충액
(Buffer AW1)을 넣고 파이펫을 이용하여 천천히 섞어준다.
* 용액과 함께 컬럼을 통과한 목재 시료 등 불순물이 펠릿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용액을
옮기는 과정에서 달려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 650ul의 혼합액을 collection tube와 결합된 Mini spin column에 옮긴 후, 6,000 x g
(8,000 rpm) 이상의 속도록 1분간 원심분리한다. collection tube에 회수된 용액을 버린
후 collection tube를 Mini spin column에 다시 결합하고 ⑨번 단계에서 남아있는 혼합액이
있으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
⑪ collection tube와 회수된 용액을 버리고, Mini spin column을 새로운 collection tube에
옮긴 후 500ul의 세척완충액(Buffer AW2)을 넣어준 다음 6,000 x g (8,000 rpm) 이상의
속도로 1분간 원심분리하고, collection tube에 회수된 용액을 버린다.
⑫ 다시 500ul의 세척완충액(Buffer AW2)를 Mini spin column에 넣은후 20,000 x g
(14,000 rpm)의 속도록 2분간 원심분리한 후 Mini spin column을 새로운 1.5ml 마이크로
튜브(또는 2ml 마이크로 튜브)에 옮겨준다.
* 이때 Mini spin column이 collection 튜브에 회수된 용액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회수된 용액은 버린다.
⑬ 새로운 1.5ml 마이크로 튜브(또는 2ml 마이크로 튜브)에 옮겨진 Mini spin column에
100ul의 용출완충액(Buffer AE)을 넣어준 후, 상온(15-25℃)에서 5분간 처리한 다음
6,000 x g (8,000 rpm) 이상의 속도로 1분간 원심분리한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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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품질 측정 방법
위 과정을 통해 DNA 추출이 완료되면 추출된 DNA의 품질을 측정한다. DNA 분석의 안정성

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 DNA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DNA의 품질은 주로 농도

와 순도로 측정되며, 이를 위하여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방법과 아가로
스 겔 전기영동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4-1.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DNA 농도 측정 원리
DNA는 일반적으로 이중가닥의 나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중가닥의 DNA는 260
nm의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는다. 260nm 파장에서 흡광도가 1일 경우 DNA 농도
는 50ug/ml로 측정된다. 한편 단일가닥 상태의 DNA의 경우 역시 260nm 파장에서 흡광도가

* DNA 농도= 흡광도 측정값×DNA 측정 상수 값(50ug/ml)×희석배수
예) 흡광도(260nm)=0.4, 희석배수=1(원액) 인 경우
- DNA 농도= 0.4×50ug/ml×1=20ug/ml
예) 흡광도(260nm)=0.4, 희석배수=1/10(DNA원액 10ul+물9ul)) 인 경우
- DNA 농도= 0.4×50ug/ml×0.1=2ug/ml
*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분광광도계는 DNA 용액의 최종 농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시해주
므로 실험자가 위와 같이 직접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다.
DNA 농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분광광도계는 cuvette 형태와 nanodrop 형태가 있다.
cuvette 형태의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DNA 용액을 cuvette에 넣어 특정 파정대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장비별 측정 가능한 파장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을 위
해 소비되는 용액의 양이 많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nanodrop 형태의
분광광도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측정을 위해 소비되는 용액의 양이 1~2ul 정도로 매우
적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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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때 33ug/ml의 농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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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DNA 순도 측정 원리
DNA의 순도는 260nm의 흡광도와 280nm 또는 230nm의 흡광도 값의 비율로 측정된다.
280nm 파장은 단백질의 흡광도를 의미하여 230nm 파장은 페놀혼합물, 탄수화물 등의 흡
광도를 의미한다. 흡광도 260/280 비율이 1.8~1.9의 범위에 있고, 흡광도 260/230 비율이
2.0~2.2 의 범위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DNA 순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 Nanodrop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DNA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DNA를 용해한 용액과 동일한
용액을 이용하여 설정 초기값을 표준화한다.
그림17

Nanodrop 분광광도계 및 DNA 품질 측정 준비

4-3.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을 이용한 DNA 품질 측정 원리 및 방법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 방법은 고분자 물질을 한천에서 추출되는 다당류 물질의 중합체를 이용
하여 분리해내는 분석법이다. DNA는 구조상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
양극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을 실시하면 DNA가 양극 방
향으로 이동하며 DNA의 길이, 형태에 따라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즉, 이 방법은
이러한 DNA의 이동 양상을 관찰하여 DNA의 특성을 파악하는 분석법이다.
* DNA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가로스 겔 이외의 기타의 충전물을 이용하는 전기영동
장비(예: TapeStation4200)를 사용할 수 있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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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 실험 기기와 시약
① 아가로스 겔 제조를 위한 받침대와 comb
② TBE 완충용액
③ 아가로스 분말
④ EtBr 용액 (또는 DNA 염색 대체 물질 사용 가능)
⑤ 전기영동 탱크 및 전원 공급장치
⑥ DNA ladder 마커(100bp)
⑦ 6X loading dye
⑧ 아가로스 겔 이미지 분석 장치

그림18

그림19

그림20

DNA 품질 측정 방법

아가로스 겔 받침대와 comb

그림21

Ethidium Bromide(EtBr) 용액

TBE 완충용액

아가로스 분말

그림22

전기영동 탱크 및 전력공급 장치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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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100bp DNA ladder 마커

그림24

6X loading dye

그림25

아가로스 겔 이미지 분석 장치

2)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 분석 방법
① 1% 아가로스 겔을 제조하기 위하여 아가로스 가루와 TBE buffer를 비율에 맞게 플라스크
에 넣는다.
* 1% 아가로스 겔 제조예: 아가로스 가루 1.5g + 150ml TBE buffer
* 아가로스 겔 제조 용량은 전기영동 탱크와 겔 받침대 등의 관련 장치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여 아가로스 가루를 완전히 녹여준다.
③ 녹인 용액을 적당히 식힌 후 EtBr 용액(또는 기타 DNA 염색제) 6ul 첨가하고 잘 섞어준다.
④ 아가로스 겔 받침대에 comb를 꽂고, 아가로스 용액을 부어 굳힌다.
⑤ 아가로스 겔이 굳으면 comb를 제거한 뒤 전기영동 탱크에 넣는다.
* 전기영동 시작 위치와 탱크의 전압 극성의(+,-) 위치에 주의한다. 전기영동 시작 위치를
(-)로 하고 전기영동 진행 방향이 (+)가 되도록 넣는다.
⑥ DNA 3ul를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분주하고 6x loading dye를 5ul를 분주하여 잘 섞어
준다.
* DNA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DNA ladder 마커를 DNA와 동일하게 6X loading dye와
섞어준다.
⑦ 6x loading dye와 혼합된 DNA ladder와 DNA 시료를 아가로스 겔의 각 well에 loading
한다.
⑧ 전기영동 장치의 전원을 켜고, 전기영동을 충분히 진행한다.
* DNA 원액을 1% 아가로스겔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100V, 30분 권장
⑨ 전기영동이 끝난 아가로스 겔을 이미지 분석 장치에 넣고 결과를 확인한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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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그림27

그림28

가열 중 증발을 막기 위해 입구를 랩으로 씌우고
작은 구멍을 여러개 뚫어준다.

전자렌지에 넣고 가열하여 아가로스 겔 분말을
완전히 녹여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아가로스 분말을 TBE 완충용액에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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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그림30

마그네틱 바와 교반기를 이용하여 아가로스 겔 용액
을 천천히 식힌 후 EtBr용액을 첨가하고 겔 받침대에
부어 굳힌다.

충분히 굳은 아가로스 겔을 전기영동 탱크에 넣고,
아가로스 겔이 잠길 정도로 TBE 용액을 넣은 후 준
비된 시료를 loading 한다.

그림31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아가로스 겔 이미지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목재로부터 DNA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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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을 이용한 DNA 품질 결과 해석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으로 DNA 분석을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DNA 밴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DNA가 선명한 밴드 형태를 나타낼수록 DNA의 순도고 높고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
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밴드가 진할수록 DNA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NA의 상대적 농도와 순도는 같이 분석되는 DNA ladder 마커의 농도 정보로부터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되는 DNA ladder 마커와 loading된 양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잎과 같은 신선한 조직에서 추출된 DNA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선명한 DNA 밴드를 관찰
할 수 있다(그림 32). 그림 33의 목재 DNA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 결과에서 보면 27~29번
시료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DNA 밴드가 관찰되었지만, 나머지 시료에서는 모두 DNA
밴드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들 시료는 목재 DNA의 농도와 순도가 극히 낮은 상태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DNA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법을 이용하여 미량의 목재 DNA

그림32

그림33

소나무 잎에서 추출한 DNA의 아가로스겔 전기영동
분석 결과

목재 DNA의 아가로스겔 전기영동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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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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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분석법을 이용한 목재
DNA 탐색 방법
목재 DNA를 이용한 분석은 DNA의 특정 부위를 증폭하는 분자생물학적 분석법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앞서 목재 DNA의 아가

로스 겔 분석에서 DNA 밴드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PCR 분석으로 DNA의 존재 유무와
PCR 분석의 가능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R 분석은 특정 DNA 부위를 증폭하기 위하여 보통 약 20개의 염기로 구성된 프라이머
(primer)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라이머들은 생물종의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되며, PCR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목재 DNA의 탐색을 위해 필요한 프라이머는 일반적으로 식물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유전자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프라이머의 증폭 산물의 길이가 500bp 이상인 경우에는 500bp 미만

(200~300bp)이 되도록 재디자인이 권장된다. 이는 목재 DNA가 파편화된 상태로 존재하
므로 증폭산물의 길이가 길수록 PCR 증폭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5-1. PCR 분석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1) 시약
-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DNA Taq polymerase), PCR buffer, dNTP, MgCl
* 일반적인 PCR 분석에 사용되는 DNA 중합효소는 PCR buffer를 포함하여 판매되고 있다.
* dNTP와 MgCl2도 일반적으로 DNA 중합효소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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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R premix(또는 master mix)
* PCR 분석에 필요한 DNA 중합효소와 buffer, dNTP, MgCl

등의 시약이 혼합된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과 실험과정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micro tube 등 플라스틱 소모품
- 0.2ml microtube, 0.2ml micro strip tube, 96 well microtube plate
- 기타 소모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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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PCR 분석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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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CR 분석에 필요한 장비
1) Thermal cyclers(열순환반응장치)
2) vortexer
3) 원심분리기

그림35

Thermal cycler(열순환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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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CR 분석 방법
본 분석법에서는 A-Star DNA Taq Polymerase(Biofact 社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PCR 분석과
2X multi-star PCR Master mix(Biofact 社)를 이용하는 두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 위의 DNA 중합효소와 premix 제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유사한 실험적 효과를 나타내는
제조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A-Star DNA Taq Polymerase 사용 PCR 분석법
① 0.2ml microtube(또는 microplate well)에 목재 DNA 원액 4ul를 넣는다.
* 한 개 이상의 튜브에는 음성대조군(negative control)을 조제하기 위하여 목재 DNA 원액을
넣지 않고 멸균수를 4ul를 넣는다.
시료의 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넣어 혼합한 후 vortex 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튜브 내벽에
묻은 혼합액을 spin-down 한다.
* PCR 반응액의 조성 조건은 아래의 예시와 같다(표1).
③ 2번의 혼합액을 미리 분주된 DNA 양과 PCR 용량을 고려하여 각 튜브에 분주한다.
④ 혼합액을 분주한 0.2ml microtube(또는 microplate well)을 원심분리기(또는 microplate용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튜브 내벽에 묻은 혼합액을 spin-down 한다.
⑤ 혼합액을 DNA 또는 멸균수가 분주되어 있는 튜브에 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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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ml microtube에 프라이머, PCR buffer, dNTP, Taq polymerase, 멸균증류수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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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구분(원액농도)

최종농도

첨가량
4ul

DNA
프라이머(정방향, 10pmole/ul)

10pmole

1ul

프라이머(역방향, 10pmole/ul)

10pmole

1ul

PCR buffer(10x)

1x

2.5ul

10mM dNTP Mix

1mM

2.5ul

Taq polymerase(5U/ul)

0.5U

0.1ul

-

8.9ul

멸균증류수

총 반응액 용량

8.9ul

PCR 반응액 조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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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예시(8샘플)

각 well에 미리 분주
8ul
micro 튜브를
이용하여
분석 샘플수
를 고려하여
혼합액을
제조한 후
각 well에
분주

8ul
20ul
20ul
0.8ul
71.2

DNA가
4ul 분주되어
있으므로
16ul 씩
분주

128ul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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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X multi-star PCR Master mix 사용 PCR 분석법
① 0.2ml microtube(또는 microplate well)에 목재 DNA 원액 4ul를 넣는다.
* 한 개 이상의 튜브에는 음성대조군(negative control)을 조제하기 위하여 목재 DNA 원액
을 넣지 않고 멸균수를 4ul를 넣는다.
② 1.5ml microtube에 프라이머와 2X multi-star PCR Master mix, 멸균증류수를 분석 시료의
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넣어 혼합한 후 vortex 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튜브 내벽에 묻은
혼합액을 spin-down 한다.
* PCR 반응액의 조성 조건은 아래의 예시와 같다(표2).
③ 2번의 혼합액을 미리 분주된 DNA 양과 PCR 용량을 고려하여 각 튜브에 분주한다.
④ 혼합액을 분주한 0.2ml microtube(또는 microplate well)을 원심분리기(또는 microplate용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튜브 내벽에 묻은 혼합액을 spin-down 한다.

표2

구분(원액농도)

최종농도

첨가량
4ul

DNA
프라이머(정방향, 10pmole/ul)

10pmole

1ul

프라이머(역방향, 10pmole/ul)

10pmole

1ul

2X multi-star PCR Master mix(2x)

1x

10ul

멸균증류수

-

4ul

총 반응액 용량

20ul 기준

PCR 반응액 조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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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예시(8샘플)

각 well에 미리 분주
micro 튜브
를 이용하여
분석 샘플수
를 고려하여
혼합액을
제조한 후
각 well에
분주
DNA가
4ul 분주어
있으므로
16ul 씩
분주

8ul
8ul
80ul
32ul

128ul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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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혼합액을 DNA 또는 멸균수(NC)가 분주되어 있는 튜브에 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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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mal cycler를 이용한 PCR 반응
PCR 반응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된 다음의 과정으로 실시된다.
① 초기 변성(initial denaturation)
② 변성(denaturation)
③ 어닐링(annealing)
④ 신장(extension)
⑤ 최종 신장(final extension)
* 순환반응은 위 단계중 ②~④의 단계가 순환 반복 실시되며, 보통 35~40회를 반복한다.
* PCR 반응 조건은 다음의 예시와 같다.

표3

최종농도

첨가량

비고

초기 변성(initial denaturation)

95℃

15분

-

변성(denaturation)

95℃

20초

어닐링(annealing)

55℃

30초

신장(extension)

72℃

45초

최종 신장(final extension)

72℃

5분

구분

35회 반복

-

PCR 반응 조건 예시

* 위 PCR 반응 조건은 2X Multi-Star PCR master mix에 권장되며, DNA 중합효소의 종류에
따라 온도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어닐링 온도는 프라이머 구성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적으로 50∼60 ℃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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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R 분석 산물의 확인
PCR 분석 산물의 확인은 DNA 품질 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36에서와 같이 최초 목재 DNA의 품질 검정 결과 DNA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표준바코드 영역인 rbcL 유전자 영역을 기반으로 PCR 분석을 실시한 결과 DNA
밴드가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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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DNA 품질 검정 결과(좌) 및 rbcL 표준바코드 영역의 PCR 분석을 이용한 DNA 증폭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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